
 

 

 

[아침을 열며/5월 10일] 조용필 대 소녀시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대한민국 가수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한다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필자의 머릿속에는 단연 조용필이 자리잡고 있
다. 조용필이 살아있는 가수의 전설이 된 데는 아마도 출중한 가창력, 수많은 히트 곡, 그리고 장르를 넘나드는 대중성
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시 젊은 층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면서 오빠부대를 끌고 다녔
고, 마약 사건으로 한동안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극적으로 부활하는 인내력과 불굴의 의지도 보여줬다. 조용필은 
혼자서 뿜어내는 카리스마의 가수이며 아날로그 시대의 끝 무렵에 활동했다는 점에서 요즘 가수들과는 구별된다. 조
용필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세대의 스타이고 장년층 이상에게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날로그 스타이다. MP3 플레
이어가 나오기 이전의 스타이고, 뮤직 비디오가 유행하지 않던 시대의 가수이며,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와 상관없는 예
술인이다.  
 
반면 조용필과 대비해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가 있다면 단연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들 수 있다. 물론 소녀
시대뿐만 아니라 원더걸스, 카라, 티아라, 애프터스쿨 등 수많은 인기 걸그룹이 있지만 아마도 가장 꾸준하게 국민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은 소녀시대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 소녀시대는 조용필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른 시대적 배
경과 트렌드 속에서 스타가 된 가수들이다. 사실 요즘 소녀시대를 가수라고 부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수라는 
호칭보다는 걸그룹, 혹은 엔터테이너라는 호칭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호칭에서부터 조용필과 확연히 구
분된다. 호칭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스타들이며, 음반이 아닌 TV와 컴퓨터, MP3 
플레이어를 통해서 스타가 된 엔터테이너들이다. 노래의 실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용필 시대와는 달리 
보여주는 비주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거의 모든 것이 기획사에 의해서 기획되어 시장에 나오는 기획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소녀시대는 또한 혼자서 카리스마를 뿜어대는 가수가 아니라 뛰어난 외모의 '소녀'들이 그룹을 이루어 서로 호흡을 맞
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시너지의 그룹이다. 거기다가 그룹 멤버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춤, 외모, 가창력, 분위기에서 분업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이다. 따라서 조용필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팬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가능하고, 그룹 멤버 전원이 반드시 다 노래를 잘 부르고 카리스마가 있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잘 기획된 이미지와 마케팅, 젊은이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 신곡 발표의 타이밍, 그룹 멤버간
의 시너지등이 경쟁력을 만들어 낸다. 예쁜 소녀들이 세련된 이미지로 잘 훈련된 댄스를 하면서 트렌디한 노래를 부른
다면 누가 싫어할 것인가. 
 
이렇게 조용필과 소녀시대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전략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물론 전략이라는 것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정치적 자산구성을 볼 때, 새누리당은 조용필 전략으로 가게 될 것이며 민주통합당은 소녀시대 전략으로 가게 될 것으
로 보인다. 박근혜는 아날로그 세대의 수퍼스타이며,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정치적인 가창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장
년층 이상에서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국민적 스타이다. 현재로서는 차기 대선전에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각기 개성이 다르고, 각각의 팬클럽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면 정치적 가창력에서는 박근혜에
게 많이 뒤지는 경쟁력을 가진 대선주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등이 그렇고, 잠재적인 대권주자
인 안철수가 그렇다. 따라서 이들은 혼자서 박근혜를 상대해서는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소녀시대와 같이 그룹으로 뭉
쳐서 분업을 하고, 시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기획된 이미지 창출과 마케팅이다.  
 
과연 이들이 소녀시대를 만들어 낼지, 아니면 조용필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는 '나가수' 출신의 개개인 가수들이 될 
지, 그것이 민주통합당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 조용필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소녀시대의 인기를 
능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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